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텔레비전과 화저는 화가좋아요. 그런데사람

들은그게제가 화에서아직쓴맛을못봐서그

렇다고 하더라구요(웃음). 화는 텔레비전과는

달리여유있게작업을하니까그런부분이저를편

안하게하는것같아요. 드라마는흘러가는연기들

이 많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배우가 살릴 수 있는

여유가없어요. 화의경우는배우가그디테일한

부분들을잘연기해낼수만있으면배우의장점을

굉장히잘살릴수있는것같아요.  

눈물의 여왕 그건 버릴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거

예요. 매번 화를할때마다그런이미지들을모

두다지니고가는거라고생각해요. 내가갖고있

는이미지를다활용하고싶어요. 한국 화의장르

가 멜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

보고 싶은 마음도 있구요. <약속>과 가극「눈물의

여왕」을 보고 사람들이‘눈물의 여왕’이라고 불

는데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. 그런데 자꾸 듣다보니까 싫어지

더라구요. 그렇지만그이미지는쉽게깰수있다는것을<내마

음의풍금>을하면서알았어요. 제가18살짜리역할을한다고하

면사람들이다미쳤다고그러지않겠어요? 그런데관객들이너

무잘받아주셨어요. 이미지가한곳에고여있는게안좋더라구

요. 화마다다른이미지를갖고싶어요. 

해피 엔드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제가 못하겠다고 했었어요.

시나리오를 받았는데 제가 아이를 예뻐하고 현모양처를 꿈꾸는

사람 중한명이어서(웃음)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구요. 도저히 할

수 없을 것 같았는데 언니, 오빠,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다 보

니까조금씩이해가되더라구요.

최보라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고 직업도 있는 캐리어 우먼인데

그런데서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. 남편이 다가 아니고 애

가 다가 아니고 그렇다고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아니예요. 남편

을 사랑해서 살기는 하는데 내면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부분

들이있는거예요. 그래서불륜의사랑에빠지는데당돌

한여자처럼보이지만사실외롭고여린여자예요. 그

중하나를포기해야하는데여리고외로움이많기때

문에아무것도버릴수없는여자인것같아요.  

불륜처음에는1백퍼센트안좋은거다, 말도안된다,

라고생각했는데<해피엔드>를하면서그것을바라보는

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, 아무 것도 찾지 못하고 혼자 소외된

듯이떨어져있는듯한상황에처하게되면누군가가내미는손

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다고 제가 결혼해서

바람을피겠다는것은아니구요(웃음). 

현장가정적인모습, 캐리어우먼으로서의모습, 김일범과함께

있을때의모습, 이세개를드나들기가지금도힘들어요. 한씬,

한씬찍을때마다이렇게까지고민하고걱정많이했던적이없

었던것같아요.

베드씬 <정사>와 <위 한 유산>에서 벗은 배우의 모습이 참 예

뻤어요. 아, 내가배우라면더늙기전에더많은것을보여주어

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을했죠. 그게‘이제전도연이벗는

화를 찍고 싶댄다’라는 식으로 와전된 것 같아요. <해피 엔

드>를하면서는베드씬장면을감독님이어떻게찍을지궁금했

어요. 충알고있어야어떻게준비해야될지저도감을잡을

수 있잖아요. 그래서 물어봤는데 감독님은“전 그냥 최 한 사

실적으로찍을겁니다”라고하시더라구요. 그런데그말이너무

어렵고무섭다는생각이들었어요. 

정지우감독굉장히집요하세요. 예를들어서배우하고의견이잘안맞으면그합일점을찾

기 위해서 촬 을 중단하고서라도 배우와 이야기를 하세요. 그리고 결국 최고점을 찾으세

요. 그런점이배우로서는참좋죠. 그러니까의지를많이하게되더라구요. 

최민식과의호흡처음엔저도걱정을많이했어요. 그때최민식선배님은<쉬리>에출연했

었고저는<내마음의풍금>에서18살짜리소녀역을했는데‘야, 이거완전히아버지와딸

이잖아’하고생각했었죠(웃음). 그런데몇번부딪히고호흡을맞춰보니까문제될게없더

라구요. 배우의 실제 나이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. 그걸 극복해야 배우인 거

죠. 최민식선배님은일종의선생님같은존재예요. 배워야될부분, 쫓아갈부분이많은배

우죠. 굉장히치 하고고집도있고연기에 한집착도있고한데그런것들을내색을안

하세요. 그래서편안해요. 

연기재미있어서하는거지‘연기력강한전도연’이런것은바라지도않아요. 제성격이기

도하지만집요하고하나밖에모르는것, 잔머리를못쓰고하나면하나만보는것, 연기가

뭐다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전도연의 연기관은 그런 것 같아요. 최 한 솔직하게 성실하게

집요하게그것만보고달리는것. 

전도연사람들한테제가어필하는이미지는연기자전도연인것같아요. <접속>부터시

작해서지금까지꾸준히듣는말이‘ 화속의전도연은없다’는거예요. 여배우인

전도연도보여야되는데<내마음의풍금>이나<약속>, <접속> 모두 화속인물

이산경우지전도연이산경우가사실없어요. 그런데저는그느낌이가면갈

수록참좋더라구요. <해피엔드>를하면서는‘역시최보라같다’라는말이너무

듣기 좋았어요. 그게 다른 배우들과 차별화된 이미지인 것 같아요. 그런 연기자

로쭉갔으면좋겠어요. 인터뷰장훈기자∙사진최정우

사실 친구의 남자친구를 몰래 짝사랑하던 수줍은

여인(<접속>)으로 다가와 암흑가 보스를 사랑하는

여의사(<약속>)로‘눈물의 여왕’에 등극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녀가 우리를 이렇

게 당황하게 만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. 전도연은 예측불허로 자신의 이미

지를 옮겨가는 배우이다. 그녀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18살의 늦깎이

초등학생(<내 마음의 풍금>)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지우더니 단숨에 열살 이상의

나이를훌쩍뛰어넘어아이를가진유부녀(<해피엔드>)가되었다. 남편몰래불

륜을 저지르는 커리어 우먼과 눈물의 여왕 사이에서 과연 그녀는 어떤 방식으

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일까? <해피 엔드> 촬 현장에서 이 엄청난

보폭을가진배우전도연을만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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